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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체 감응막전극을 이용하여 수용액 중의 아질산이온을 연속•자동화법으로 정량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 방법에서 최종검출기로 쓴 이온선택성 전극은 관형 PVC 막 pH 전극이었다. 장치계의 최 

적조건에서 구한 아질산이온 표준시료에 대한 전극의 감응기울기는 63.5mV/decade 이었으며, 직선감응 

범위는 2.5X10T4/〜7.5x10-2〃 이었고, 검출한계는 8.0X1O-SM 이었다. 이 방법은 다른 정량법보 

다 산성기체종의 방해를 적게 받을 뿐만 아니라 정량게 필요한 시간도 훨씬 단축할 수 있었다.

ABSTRACT. A continuous-automated method for the determination of nitrite ion using gas-sensing 
membrane electrode was developed. The pH electrode of tubular PVC membrane type was used as a detec
tor of this system. The slope of linear response of the electrode measured at optimum conditions for the 
continuous-automated determination of nitrite ion was 63.5 mV/decade. The concentration range of linear 
response and detection limit were 2.5 x lQ-4~7.5 x 10'2M and 8.0 x 10~5M, respectively. This detection 
system was not only less interfering to acidic gas species than other methods but also less time con
sumable for determination.

서 론

질소산화물을 정량하기 위하여 이온선택성 막전 

극을 사용한 연구는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 

으며, 그 후에는 시판되는 이온선택성 막전극을 

이용하여 Keeney 등', Martini2 그리고 Morie 
등3이 환경시료 중의 질산이온 또는 아질산이온을 

정량하였다. 한편 Kneebone 등', Suzuki 등林 

그리고 Lee 등7은 전극을 더욱 소형화하고 감응시 

간도 빠르며,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질산 

이온 선택성 막전극을 고안하여 정량에 이용하였 

다.

방해종이 비교적 많이 존재하는 환경시료나 임 

상분석에 이 전극들을 사용할 때에 선택성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체 투과막을 쓰거나, 

air-gap에 의한 용액분리를 이용하는 새로운 전극 

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극이 바로 

기처】 감응막전극이다. Ross 등% Bailey 등9 그리 

고 Mascini 등은 기체 감응막전극의 감응특성 

에 대한 이론과 그 방법론을 연구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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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pump
Fig. L Schematic diagram of autoanalyzer manifold arrangement used to determine nitrite ion; mixing coil (MC), 
debubblerfD), pulse suppressor(PS), gas-dialyzer(GD), electrical ground(G), flow-through tubular PVC pH electrode 
unit(FTE), salt bridge(SB), electrolyte(E), SCE reference electrode(R), pH-mV meter(pH), strip chart recorder(Rec) and 
waste(W).

Tabatabai12, Sherken13, Clark 등" 그리고 

Castellani 등*은 시판되는 NOX 기체 감응막전극 

을 이용하여 여러가지 환경시료 중의 질소산화물 

을 정량하였다.

그러나 시판되는 NOX 기체 감응막전극으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오염의 현장 측정이나 

시간당 수십개 이상의 시료를 신속히 분석하여야 

하는 임상분석 등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최 

근에는 이온선택성 막전극을 감응기로 쓰는 연속• 

자동화 분석장치가 많이 개발되고 있다. 곧 

Meyerhoff16, Fraticelli 등*, Opdycke 등'그 

리고 Lee 등"은 PVC 막형 수소이온 선택성 전극 

과 암모늄이온 선택성 전극을 최종검출기로 이용 

하여 용해 기체종 뿐만 아니라 몇 가지의 생체 관 

련화합물도 연속•자동화법으로 정량할 수 있는 새 

로운 장치계를 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소산화물을 연속•자동 

화법으로 정량할 수 있는 새로운 기체 감응막전극 

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곧 최종 감응전극으로는 

관형 PVC 막 pH 전극을 써서 시료 중의 측정성 

분을 휘발성 분자상태로 바꾸어 기체 투석현상을 

이용하여 분리하였다. 또 시료의■ 주입에서 측정 

및 기록에 이르는 모든 분석과정을 연속•지동화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전극계의 감응인자를 

조사하여 각 인자의 최적조건을 구하였으며, 이들 

최적조건에서 정량게 필요한 검정곡선을 얻었다. 

또한 이 방법을 사용하여 물속의 질소산화물 이온 

종을 정량하는 방법과 이미 알려진 다른 정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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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 비교하여 보았다.

실 험

장 치. 본 실험에 사용한 연속•자동화장치의 

전체적인 배열은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시 

료를 연속•자동적으로 전극계에 주입하기 위하여 

autosampler II (Alpkem Co.) 를 이용하였으며 , 

시료 및 기타의 용액을 일정한 속도로 전극계에 주 

입 하기 위 하여 peristaltic pump, rabbit (Rainin 
Instr. Co.)를 썼다. 기체 투석기로서는 0.2〃m 
의 동공크기를 가진 polytetrafluoroethylene 
(PTFE) 막을 장착한 Technicon 제의 투석기 (길 

이 약 30 cm)를 썼다. 전위차 측정에는 digital 
ION ANALYZER (Orion 제 model 701A) 를 썼 

으며, 이 전위차를 연속•자동적으로 기록하기 위 

하여 strip chart recorder (Fisher recordall 
series 5000)를 사용하였다. 외부기준 전극으로는 

포화칼로멜전극 (Beckmann 69400)을 썼다.

시 약 Mallinckrodt Chemicals 의 분석급 

시약 아질산나트륨(NaNOz, 97.0%)을 110°C에 

서 1시간 동안 말린 다음, 데시케이터에서 식힌 

다. 이 시약 1.7250 g 을 정확히 달아서 20 °C 에서 

250 mZ 의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완전히 녹인 

후, 표선까지 증류수로 채우면 IO-】 M 의 아질산 

이온 저장용액이 된다. 이 용액을 냉암소에 보관 

하고, 사용할 때마다 적당히 묽혀서 아질산이온의 

표준용액으로 하였다. 질산이온의 표준용액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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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할 때에는 Wako 제 특급시약인 질산나트륨 

(NaNO3,99.8%)을썼다.

이온선택성 막의 제조에 사용한 PVC는 

Polysciences제의 크로마토그래프용 시약이고, 

tri-M-dodecylamine -4 sodium tetraphenylbor- 
ate는 Kodak제의 특급시약을 이용하였다. 

Dibutyl sebecate 는 Sigma 제의 특급시약을 썼 

으며, 용매로 이용한 tetrahydrofurane(THF)과 

cyclohexanone Jusei 제 특급시약을 그대로 썼 

으며, 그 외에 사용한 각종 염들은 특급시약을 정 

제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모든 용액의 제 

조에는 탄산을 제거한 3차 증류수를 썼다.

관형 PVC 막 pH 전극의 제조 연속•자동화 

분석장치계의 최종검출기로 사용한 관형 PVC 막 

pH 전극의 제조는 Meyerhoff 등의 방법“을 따 

랐다. 곧 막의 지지체로서 51 mg 의 PVC 를 취하 

고, 여기에 수소이온에 선택적인 중성운반체로 알 

려져 있는 tri-n-dodecylamine 20 mg 과 가소제 

인 dibutylsebecate 132 mg 및 막의 전기전도도 

를 좋게하기 위하여 sodium tetraphenylborate 
1.4 mg을 첨가한다. 이들의 혼합물에 THF ImZ 
를 가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충분히 흔들어 준 

다. 이 용액을 관형 pH 전극막 제조용 용액으로 

사용한다. 1회용 주사침 (20 gauge, 길이 4 cm) 의 

끝을 둥글게 한 다음, 내경 0.89cm, 길이 약 6.5 
on 정도의 시판 PVC 관 속에 주사침을 밀어 넣 

고, 중앙부위에서 길이 약 4 mm 정도의 관을 반 

월형으로 도려낸다. PVC관이 잘려 나간 부위에 

위에서 만든 관형 pH 감응전극막 제조용 용액을 

넘쳐 흐르지 않도록 조심하여 한 방울 떨어뜨리 

고, 용매가 완전히 휘발할 때까지 충분히 말린다. 

이 조작을 5회 되풀이 하면 적당한 두께의 막 

(Fig. 2의 F부분)이 형성된다. 이 막을 하룻동안 

더 방치하여 용매를 완전히 휘발시킨 후, 옆구멍 

이 뚤린 플라스틱 피펫 tip에 감응막이 아래로 향 

하도록 내부의 중앙부로 밀어 넣는다. PVC 를 녹 

인 cyclohexanone 접착제로서 옆구멍을 막는다. 

다음에 피펫 tip의 아랫부분을 녹여 붙이고, 내부 

전해질 용액으로서는 AgCl 이 포화된 0.5M 시트 

르산 완충용액 (pH 4.5)을 채우고, 내부기준전극 

으로서는 AgCl 피막이 전기도금된 Ag 선을 담그

Fig. 2. Structure of the tubular PVC membrane-type of 
ion-selective electrode; Ag/AgCl reference electrode 
(A), coaxial cable(B), plastic pipet tip(C), internal 
reference electrode(D), PVC tubing(E, 0.89 mm I.D.) 
and ion-sensitive membrane(F).

면 Fig. 2와 같은 관형 PVC 막 pH 전극이 완성 

된다.

측정원리.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auto- 
sampler 에 의해 공급되는 시료용액과 펌프에 의 

해 공급되는 diluent 및 공기의 혼합용액은 나선 

형의 7회전 혼합코일(MC)에서 섞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시료 중의 아질산이온은 산성을 띠는 

diluent 에 의해 산성화되고, 기체 아질산종을 거 

쳐 안정한 이산화질소로 바뀌게 된다". 농도가 서 

로 다른 앞뒤의 혼합용액(시료용액+diluent)의 

상호 혼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첨가하는 공기는 전 

극계에서 기전력의 유동을 나타내는 원인이 되므 

로 기체 투석실 (GD) 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debubbler (D) 를 써서 제거한다.

공기를 제거한 혼합용액이 기체 투석실을 지나 

갈 때에는 기체 투과막의 윗쪽에 높은 PH(PH> 
7)의 recipient 용액이 들어 있으므로 시료기체 종 

이 투과막의 동공을 통하여 위로 확산하여 들어가 

게 된다. 확산된 시료기체종 (NOQ은 瑜. 3에 

나타낸 해리과정에 따라서 recipient 용액의 pH 
및 pNC>3를 변화시키게 된다. 여기에서는 최종검 

출기로서 관형 PVC 막 pH 전극(FTE)을 기준전 

극 (R)과 짝지워 recipient 용액의 pH 변화를 기 

전력의 변화로서 측정하며, 이것이 pH/Ion 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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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M

Re cipient stream ---- 戸 2NO, (g) = 2广 + 屿 + NOj -T。tubular P：C 
£ pH or NO3 electrode

I —----- ---------------
Sample-diluent str•은am —

--卄--------

+ 2NO2(g) --- a To waste

Fig. 3. Schematic representation of gas dialysis equilibrium for the determination of nitrite. *Gas permeable PTFE 
membrane (pore size 0.2 um).

Fig. 4. A typical 아rip chart recording for the automated 
determination of nitrite ion. Flow rates of each stream; 
recipient: 1.0 mZ/min, diluent; 2.5 m//min, sample; 1.4 
ml/min, air; 1.0 m//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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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와 연결되어 있는 기록기 (Rec)에 의해 기록 

이 된다.

한편 recipient 용액은 두 전극의 사이를 흐르는 

용액이며, 이 용액의 흐름에 펄스가 생기면 전지 

의 기전력이 유동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 된 

다21. 따라서 peristaltic pump에 의하여 전극으 

로 주입되는 recipient 용액은 미리 펄스억제기 

(pulse suppressor) 를 통과시켜 용액의 펄스를 완 

화시켜야 한다. 또한 연속•흐름 측정장치에 있어 

서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streaming 전위"는 기체 

투석실과 감응전극 사이에 금속성 관을 연결하여 

접지시키므로서 제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기전력 유동인자를 최소화시킨 결과, 연 

속•흐름 측정장치를 쓰는 이 전극계의 기전력을 

±0.2mV의 범위 이내로 안정화시킬 수 있었다.

측정조작. 시료용액 대신에 탄산을 제거한 증 

류수와 일정한 농도의 diluent 용액, 공기 및 

recipient 용액을 일정한 유속으로 장치계에 주입 

하고, 외부기준전극과 관형 PVC??} pH 전극 사 

이의 기전력은 시간에 따라 거의 변하지 않으며, 

기록기에서는 이 기전력 곧 바탕선이 계속 기록된 

다. 다음에는. 일정한 농도의 아질산이온 표준용액 

을 증류수와 교대로 장치계에 공급하고, 전극계의

I 5 卩됴 9 13
Fig. 5. Comparison of PVC pH electrode and commer
cial glass electrode using standard pH buffer solution, 
(a) PVC membrane electrode, (b) glass membrane elec
trode.

기전력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측정 기록하면 Fig. 
4와 같은 형태 (피이크 모양의 그림을 얻을 수 있 

다. 이 그림으로부터 아질산이온의 기지농도에 해 

당하는 피이크 기전력을 구하고, 이 값을 표준용 

액 농도의 대수치에 대하여 도시하면 아질산이온 

의 정량에 필요한 검정곡선을 얻을 수 있다.

결과 및 고찰

관형 PVC 막 pH 전극의 특성

pH 1-13 사이의 범위에서 각 pH 의 표준완충용 

액을 문헌의 방법%에 따라서 정 확히 만들고, 이 

용액을 써서 시판 유리막 pH 전극과 제조한 관형 

PVC 막 pH 전극의 감응특성을 비교 조사하여 

Fig. 5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 

는 바와 같이 PVC 막 pH 전극의 직선감응기울기 

는 25°C에서 60.0±0.2mV/decade로서 시판 유 

리전극의 기울기와 거의 같았다. 또한 이 결과는 

20 °C에서 Schulthess 등의 실험결과"(57.8±0.1

Vol. 33, No. 4,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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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Variation of the response characteristics of the 
tubular PVC pH 이ectrode with time, (a); response slope, 
left scale, (b) and (c); upper and lower linear limit, right 
scale.

mV/decade) 보다는 온도차에 의한 영향을 고려 

하더라도 다소 큰 값으로 나타났으나, 이들의 측 

정은 뱃치법으로 수행한 것이며, 본 실험에서는 

연속흐름 측정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 

각된다. 그리고 관형 PVC막 pH 전극의 직선감 

응범위 (pH 4〜11)는 시판 유리전극의 직선감응범위 

(pH 2〜12)보다는 다소 좁았다. 그러나 본 실험에 

서 측정하는 pH 범위는 pH5〜8이므로 이 전극을 

유리전극 대신에 써도 무방함을 알 수 있었다.

사용시간에 따른 관형 PVC 막 pH 전극의 성능 

변화를 조사하여 Fig. 6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으 

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전극을 계속하여 

약 30일 이상 사용하면, 전극의 감응기울기가 급 

격히 저하되고 직선감응범위도 좁아진다. 그러나 

30일 이내에는 전극의 감응기울기 및 직선감응범 

위가 거의 변하지 않고, 40일이 지나면 직선감응 

기울기가 57.8 mV/decade, 50일이 지나면 46.5 
mV/decade 로 점점 성능이 저하되었다. 따라서 

PVC 막 pH 전극의 수명은 약 30일 정도로 추정 

할 수 있다. 사용시간에 따라 전극성능이'저하되 

는 것을 Fraticelli 둥"은 전극막의 구성성분인 가 

소제 dibutyl sebecate 가 전극으로부터 유실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였다. 곧 dibutyl sebecate 
의 유전상수(£ = 5)는 비교적 작아서 물에는 거의

Table 1. Detection limits for the automated determina
tion of nitrite using various diluents0

Diluent Detection limit

0.1A/ H2SO4 8.0x10-5A/
0.05MH2S04 8.0x10-5
O.OIMH2SO4 2.5xlO-4Af
O.O5MHCIO4 1.5xlO-4Af

aconditions recipient; 0.005AfNaNO + O.OlA/NaCl, 1.0 
ml/min, diluent; 2.5 m//min, air; 1.0 m//min, sample: 
1.4 m//min.

녹지 않으나, 전극을 오래 쓰면 지지체인 PVC 의 

지지능력이 차츰 떨어지므로 PVC로부터 가소제 

가 소량씩 유출되어 나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아질산이온의 정량을 위한 최적조건

Diluent 의 농도 및 유속. Diluent 로서 비휘 

발성인 묽은 황산과 과염소산용액을 선택하고, 일 

정한 조건하에서 이들의 농도에 따른 전극계의 검 

출한계를 조사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 여기에 

서 검출한계를 구할 때에는 IUPAC의 방법"을 

따랐다. Table 1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황 

산의 농도가 0.05 A/ 이상으로 되면 검출한계는 

거의 일정하였고」0.01 必 에서는 검출한계가 더욱 

컸다. 또한 과염소산은 같은 농도의 황산보다도 

더 큰 검출한계를 나타내었다.

정량성분인 아질산의 는 3.29이므로 시료를

산성화시키기 위하여 가하는 diluent 는 pH 1.29 
이하로 유지되어야 시료용액 중의 아질산이온이 

99% 이상 산분자종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diluent<■ 구성하는 화학종이 휘 발성 이 라면, 

diluent 성분의 확산도 일어나므로 검출한계는 높 

아지게 된다.

Diluent 인 산의 농도가 검출한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서는 Bailey 등，및 Fraticelli 등"이 그들 

의 연구보고 중에서 언급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산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산속에 불순물로 들어있 

는 기체종(예를 들면 SO)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되어 검출한계는 커진다고 하였다. 또한 산 

의 농도가 증가하면 시료 -diluent 혼합용액의 이 

온세기가 크게 되어 osmolality 가 recipient 용액 

과 매우 달라지므로 물분자의 역확산이 일어난다 

고 하였다七 이것은 기전력의 drift 가 나타나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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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effect of flow rate of a sample stream on the 
potentiometric response for the automated determina
tion of nitrite*. Sample NaNO2 □: 1.0 mZ/min, •: 1.4 
mZ/min( o: 1.6 mZ/min. * Conditions recipient: 0.005Af 
NaNO2 + O.OlAf NaCl, 1.0 m//min, diluent; 0.05A/' 
H2SO4> 2.5 m//min, air; 1.0 m//min.

인이 되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recipient 용액 

에 비활성전해질을 많이 첨가하여 이온의 세기를 

크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극계의 검출한계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diluent 인 산의 농도는 가급적 낮게 유지하는 것 

이 좋다. 본 실험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시료의 산 

성화 조건(pH<1.29), 불순물의 영향 및 osmo
lality 차이에 의한 기전력의 drift 둥을 고려하여 

diluent 로서 0.05M 의 H2SO4 용액을 선택하였 

다.

Diluent 와 시료의 유속의 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diluent 0.051/ H2SO4 용액의 유속이 일정하도 

록 조절하고, 시료용액의 유속을 바꾸어 가면서 

전지의 기전력을 측정하여 Fig. 7에 나타내었다. 

또 시료용액의 유속을 일정하게 조절하고, 

diluent의 유속을 변화시키면서 전지의 기전력을 

측정하여 Fig. 8에 도시하였다. 이들 그림으로부 

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시료용액의 유속에는 전 

극감응이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diluent 의 

유속에는 전극감응이 매우 의존하였다. 곧 

diluent 의 유속이 느릴수록 검출한계는 높아지고

potentiometric response for the automated determina
tion of nitrite. Diluent 0.05AZH2SO4 △; 2.9 mZ/min, o； 
2.5 mZ/min, 口； 1.6 mZ/min. 31.4 mZ/min. * Conditions 
recipient; 0.005A/ NaNO2 + O.OlAf NaCl, 1.0 
sam미e; NaNO2, 1.4 m〃min, air; 1.0 mZ/min.

-log (t)oj]

Fig. 9 The effect of a recipient electrolyte concentra
tion on the potentiometric response for the determina
tion of nitrite. Recipient NaNO2 口 ： 0.001A/, O: 
0.005M, •: O.OlOAf * Conditions recipient; 1.0 mZ/min, 
diluent: 0.05A1 H2SO4, 2.5 mZ/min air; 1.0 mZ/min, 
sample; 1.4 mZ/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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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effect of recipient electrolyte concentration on the electrode responses for the determination of nitrite

Recipient electrolyte Detection limit Response slope (mV/decade) Linear range
0.001A/NaN02 2.0xlO-4M 73.5 1.0x10-4 〜 2.0x10-에/
0.005M NaNO2 5.0xl0-5M 71.5 3.0x10-4 〜5.oxlO-W
0.0027V/ NaNO2
+ 0.01MNaCl 5.0xl0-5A/ 70.0 1.0xl0-4~5.0xl0-3M

0.0054/NaNO2
+ 0.01 A/NaCl 8.0xl0-5 A/ 63.5 25xlO-4~7.5xio-2M

0.010A/NaN02
+ 0.0 成 NaCl 2.5x10~4M 65.5 2.0x10-3 〜1.0x10-成

직선감응범위도 감소하지 만, 유속이 증가할수록 

감응기울기와 검출한계 및 직선감응범위가 점점 

개선되었다.

시료용액의 유속이 1.0, 1.4, 1.6mZ/min 일 

때의 감응기울기는 각각 63.9, 63.5, 64.7 mV/ 
decade 이었으며, 직선감응범위는 3.0X10-4- 
7.5X10"2 Af, 2.5X10-'〜7.5X10-W, 2.2X 
1（尸'~7.5X10-2 心 이었다. 또한 diluent 의 유속 

이 2.9, 2.5, 1.6, 1.4m〃min 일 때의 감응기 

울기는 각각 69.3, 63.5, 67.2, 71.2 mV/ 
decade 이었으며, 직선감응범위는 3.0xl（L~ 
8. Ox Ik 乩 2.5X1O-*~7.5X1O-2M, 2. Ox 
IL〜5. Ox IO" 7.5X10-3 ~5. Ox 10"2 M 이

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전극의 감응기울기가 

이론적인 Nemst 기울기에 가장 가까운값을 나타 

내며 직선감응범위가 가장 넓은 유속인 시료용액 

1.4m〃min, diluent 2.5m〃min를 각각 이 전 

극계의 최적유속으로 선택하였다.

Recipient 용액의 조성 및 유속. Recipient 
용액의 조성에 따른 전극감응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판 NO* 기체 감응전극에서 내부전해질 

로 사용하는 NaNOz만을 recipient 전해질로 써 

서, 농도변화에 따른 전극감응의 변화를 측정하여 

Fig. 9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 

는 바와 같이 recipient 전해질의 농도가 묽을 때 

에는 시료의 농도가 묽은 쪽에서, 전해질 농도가 

진할 때에는 시료의 농도가 진한 쪽에서만 직선관 

계가 성립하는 경향이 있었다.

산성의 시료용액으로부터 기체 투과막의 동공을 

통하여 pH 7 이상의 recipient 용액으로 확산하여 

온 기체종 이산화질소는 수소이온, 아질산이온 및 

질산이온으로 해리하게 된다". 따라서 recipient 
용액의 pH 가 높을수록 기체종의 해 리도는 증가하 

며, 확산속도도 빨라지므로 투석효율은 커질 것으 

로 생각된다. 그러나 해리과정에서 생성된 수소이 

온에 의한 pH 감소는 작아지게 된다. 이러한 점 

에서 볼 때에는 전극계의 검출한계를 낮추려면, 

매우 작은 [H+]의 변화에도 쉽게 pH 가 바뀌는 

pH 7의 recipient 용액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 

된다. 한편 recipient 용액의 완충용량이 크거나 

전해질의 농도가 진해지면 검출한계는 높아지지 

만, 너무 묽은 recipient 용액을 쓰면 공기 중의 

CO?나 SO2 등의 방해가 커지게 되며, 전극계의 

전체적인 잡음（용액의 펄스, streaming 전위 등 

에 기인하는）에 의한 유동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안정한 바탕선을 얻기 힘들다. 따라서 Bailey 등。 

은 recipient 용액의 전해질 농도는 정량하려는 물 

질의 최저농도보다 적어도 10배 이상이 되어야 한 

다고 하였다.

한편 Table 2에는 recipient 전해질에 비활성전 

해질인 NaCl 을 첨가할 때와 첨가하지 않을 때의 

각 전해질의 농도에 따른 감응특성의 변화를 나타 

내었다. 이 표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recipient 전해질에 NaCl °1 포함되지 않으면, 감 

응기울기가 정상적인 값보다 훨씬 크고 직선감응 

범위도 좁다.

이러한 현상을 Ross 등8은 diluent 용액과 

recipient 용액의 osmolality의 차이에 의한 것이 

라고 하였다. 곧 recipient 용액에 NaCl 을 첨가 

하지 않으면, recipient 용액과 시료 diluent 혼 

합용액의 이온세기가 매우 차이가 나므로 osmola- 
lity 가 큰 시료 diluent 용액 쪽으로 recip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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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he effect of flow rate of a recipient 아ream of 
the potentiometric response for the determination of ni- 
trite*. Recipient 0.005A/NaN02 + O.OlMNaCl, o： 1.0 
m//min, •; 1.4 mZ/min, □; 1.6 mZ/min. * Conditions 
diluent; 0.05MH2SO4, 2.5mZ/minair; 1.0m//minsam
ple ;NaNO2, 1.4 m//min.

용액 중의 기체 물분자가 확산하게 된다七 일반적 

으로 PTFE 기체 투과막의 확산에 대한 파라미 

터인 妃）값（여기에서 为는 분배상수이며, Q 는 

확산계수이다.）은 물분자에 대하여 1.3X10-7 
cnV/s 으로서 시료용액 중의 정량기체종인 NO?의 

汕값 2.2X10-3cm2/s°fl 비교하면 상당히 작지 

만, 수용액 중에서 물의 농도는 시료 기체종 보다 

는 훨씬 큰 값이므로 시료농도가 묽을 때에는 물분 

자의 확산에 의한 영향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 따 

라서 recipient 용액의 전해질 농도는 더욱 증가되 

는 결과로 된다. 또한 확산되는 기체종인 NO?는 

시료농도가 진해질수록 투석효율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osmolality의 차에 의한 물분자의 

확산과 기체종의 자기확산에 의한 영향으로 전극 

의 감응기울기는 supernemstian slope 를 나타내 

게 된다林'.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recipient 용액과 시료 

-diluent 용액의 osmolality 의 차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NaCl 을 recipient 용액에 0.01M 
로 되도록 첨가하였다. 그러나 NaCl 농도가 0.01 
M 이상이 되면 전극계의 검출한계는 크게 증가하 

였다. Fig. 9와 Table 2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 

면, recipient 용액의 전해질로서 0.005 M NaNO2 

+0.01M NaCl 을 쓸 때에 전극감응의 특성이 가 

장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recipient 용액의 유속도 전극감응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3. 따라서 이미 

정해진 시료 diluent 혼합용액이 debubbler 에서 

공기와 일부의 시료 혼합용액이 제거되고, 최종적 

으로 기체 투석실로 유입될 때의 유속을 2.9m// 
min 가 되도록 고정하고, recipient 의 유속을 각 

각 1.0, 1.4, 1.6m〃min 로 변화시 켰을 때의 검 

정곡선을 구하여 Fig. 10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 

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속을 증가할수록 

전극의 감응기울기는 각각 63.5, 68.7, 69.4 
mV/decade 로서 전극감응이 더욱 Nernst 감응 

으로부터 벗어났다.

일반적으로 recipient 용액의 유속이 빨라지면, 

기체 투석실 내에서 시료용액과 recipient 용액이 

확산평형을 이루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전극의 검 

출한계는 높아진다. 반대로 유속이 느려지면 검출 

한계는 낮아진다". 그•러나 연속 자동화정량법을 

이용하는 임상분석에서는 시료를 시간당 적어도 

수십개 이상 처리해야 하므로 recipient 용액의 유 

속을 매우 느리게 하여 batch 법과 거의 같은 분석 

속도로 하여서는 안된다. Durs/가 HCN 기체종 

의 연속•자동화정량법에 관한 연구에서 밝혔듯이 

시료용액과 recipient 용액의 유속의 비는 2.5 ： 1 
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가장 넓은 농도범위에 

걸쳐서 Nernst 기울기에 가장 가까운 감응을 나타 

내는 유속인 1.0m〃min을 recipient 용액의 최 

적유속으로 선택하였다.

시료용액 대 세척수의 부피비. 일정한 농도의 

시료가 계에 주입되고 난 뒤, 농도가 다른 그 다음 

의 시료를 주입하기에 앞서, 두 전극 사이에 남아 

있는 전시료를 완전히 씻어 내기 위하여 탄산을 제 

거한 증류수를 일정한 시간동안 주입한다. 만약 

시료용액 보다 이 세척수의 주입시간을 길게 하、 

면, 시료에 의한 피이크 전위로부터 세척수에 의 

한 바탕선전위로 완전히 되돌아오므로 전극계의 

감응특성이 최적상태로 된다. 그러나 이 때에는 

시간당 취급할 수 있는 시료의 수가 상대적으로 줄 

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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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effect of sample-to-wash ratio on detection 
limit and response slope for the determination of nitrite

Sample to 
wash ratio

Detection limit
(x 1(H)

Response slope 
(mV/decade)

1:1 1.5 63.0
1:2 0.8 63.5
1:3 0.8 63.2

determination of nitrite*. * Conditions recipient elec
trolyte; 0.005A/ NaNO2 + 0.01A/ NaCl (pH 7.6), 1.0 
m〃min diluent; 0.05A/sulfuric acid, 2.5 m//min air; 1.0 
m//min, sample: 1.4 m〃min.

따라서 시료용액 대 세척수의 부피비가 전극감 

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료용액 대 

세척수의 부피비를 바꾸어 가면서 전극의 감응특 

성을 조사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다. 이 표로부 

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부피비가 1 ： 2 이,상이 되 

면，전극계의 감응기울기와 검출한계는 거의 일정 

한 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본 실험에서는 시 

료용액 대 세척수의 부피비를 1: 2로 고정하였으 

며, 이 때에 시간당 취급할 수 있는 시료의 수는 

20개이었다.

아질산이온의 검정곡선. 위에서 설명한 실험방 

법으로 구한 전극계의 최적조건(diluent； 0.05 
mZ/min, 2.5m〃min, 표준시료용액 ; NaNQ 
1.4m〃min, 공기 ; 1.0m〃min, recipient 용 

액 ; 0.005M NaNOz^O. 01M NaCl, l.OmZ/ 
min)에서 아질산이온의 농도변화에 따른 피이크 

기전력의 변화값을 측정하여 아질산이온의 농도의 

대수값에 대하여 측정한 기전력을 도시하면 Fig. 

11과 같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아 

질산이온의 농도가 2.5X10-，〜7.5X10-2 财일 

때에는 감응기울기가 63.5mV/decade 인 직선 

(상관계수 ,= 0.9984) 이 되었다. 또 JUPAC 의 

방법"에 의하여 구한 전극계의 검출한계는 &0X 
10-叮” 이었다.

이 결과는 Hassan 둥"이 시판 no* 기체 감웅 

전극을 이용하여 아질산이온을 정량했을 때의 감 

응기울기 (56.0mV/decade), 직선감응범위 (5.0X 
10~5-1.0X10-5 및 검출한계 (1.0X10-s〃) 
와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값이었다. 그러나 본 실 

험에 있어서 검정곡선의 형태는 실험농도 범위 내 

에서 J 자 모양이며, 전극의 감응기울기는 이론적 

인 Nemst 기울기보다 큰 값이었다.

이와 같은 supememst 기울기를 Lee 등1。은 시 

료농도의 증가에 따른 투석효율의 증가로 설명하 

였다. 곧 시료용액과 recipient 용액 중의 이산화 

질소 기체종의 농도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NO,(g)〕r=nNO, (g)〕‘

여기에서 첨자 s 와，은각각시료용액과 recipient. 
용액을 나타낸다. 또 /■는 기체종의 투석효율을 나 

타내는 계수이며, 시료 diluent 용액과 recipient 
용액의 유속, 기체의 투과계수, 기체 투과막의 다 

공성, 용액과 투과막 사이에서의 기체종의 확산계 

수 및 분배계수, 그리고 기체 투석실의 길이 등에 

관계되는 인자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평형시간 

을 비교적 길게 하는 batch 법의 측정에서는 위의 

인자들이 대부분 아질산이온의 농도에는 무관하므 

로 는 일정한 값이 된다.

그러나 평형시간을 짧게 하는 연속•흐름측정법 

에서는 f7\ 시료의 농도에 의존하게 된다. 곧 시 

료의 농도가 묽을 때에는 시료기체종의 확산은 농 

도기울기가 작으므로 느리게 일어나지만, 반대로 

시료가 진할 때에는 확산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 

상된다. 따라서 낮은 시료농도에서는 / 가 작은 값 

이 되고, 높은 시료농도에서는 /■ 가 큰 값이 된다. 

또한 시료농도가 진해질수록 시료용액과 recipient 
용액의 osmolality 의 차이는 더욱 커지므로 물분 

자의 역확산도 동시에 커지게 된다七 이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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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 전극계의 감응기울기는 Nemst 기울기 

보다 큰 값이 되며, 검정곡선의 형태는 실험농도 

범위 내에서는 J자 모양으로 된다.

방해종의 영향 및 선택계수. 일반적으로 기체

Fig. 12. EMF differences by adding equal concentra
tion of interferences to nitrite sample solution for the 
continuous-automated determination of nitrite, (a); 
NaHSO3, (b); NaHCO3, (c); NaCN, (d); Na2S, (e); 
NH4C1. q； molar concentration of the interfering sub
stances.

Table 4. Selectivity coefficients of tubular PVC pH 
electrode for the various interferences

Species 1(尸板 10-2M

HSO3 0.54 0.98
HCO5 0.12 0.65
s2- 0.04 0.06
CN- 0.01 0.05
NH： IO-4 0.01

Values evaluated by mixed solution method.

감응막전극에서는 무기 금속이 온이나 음이온의 방 

해를 직접 받지 않으나, 휘발성 약산이나 산성 

에서 기체종으로 바뀌는 화학종인 hco3-, 
HSO3-, CN-, S2-, F- 등은 이 전극계에 비교 

적 큰 방해종이 된다". 따라서 이들 음이온의 나 

트륨염을 NO「와 같은 농도가 되도록 시료에 첨 

가하고, 이 용액의 기전력을 측정하여 방해종이 

없는 용액의 기전력과의 차이 (△£)를 구하여 첨가 

한 방해종의 농도의 대수값에 대하여 도시한 것이 

Fig. 12이다. 이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HSO3- 및 HCO「과 같이 산해리상수가 비 

교적 큰 화학종의 방해정도는 컸으며, 나 CN- 
등의 &값이 작은 화학종은 방해정도가 작았다. 

또한 염기성 기체종인 NH3 등은 거의 방해를 하 

지 않았다.

Fig; 12의 값으로부터 혼합용액법〃을 써서 

IO" 必 에서 각 방해이온에 대한 선택계수값을 구 

하여 Table 4에 나타내었다. 이 표에 나타낸 값을 

Hassan 등"이 batch 법으로 구한 값들과 비교하 

여 보면 HCO「의 경우에만 다소 큰 값이었다. 이 

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곧 co2 
의 막확산파라미터인 砰값8 (1.6X10_1cm7s) 
은 시료기체종인 NQ의 값 (2.2X10-3cm2/s)보 

다 크기 때문에 충분한 평형이 이루어지는 batch 
법에서는 산의 해리상수값에 선택계수값이 매우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평혀시간이 짧은 연속•흐 

름측정법에서는 오히려 也값의 기여도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로만 미루어 볼 때에 연속• 

흐름측정법에서는 뱃치법보다 공기중의 CO?에 의 

Table 5. Comparison of accuracy for the determination of nitrite with tubular PVC pH electrode and commerci이 nitrate 
ion-selective electrode

NO厂 added
(ppm)

PVC pH 아ectrode NO3~ electrode^

Found (ppm) Rel. errorf%) Found (ppm) ReL error(%)

4.85 4.81 (±0.10) 0.8 4.90 (±0.15) 1.0
9.70 9.75 (±0.25) 0.5 9.82 (±0.40) 1.2

14.55 14.32 (±0.65) 1.6 14.40 (±0.50) 1.0
48.50 48.94 (±1.20) 1.1 49.12 (±1.50) 1.3
97.00 95.25 (±2.50) 1.8

Av. 1.2
94.65 (±3.40) 2.4

Av. 1.4

tfThe nitrite has been oxidized to nitrate with KM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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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을 더욱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용액 

의 제조과정이나 측정과정에 있어서 공기와의 접 

촉을 피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정확성의 비교. 관형 PVC 막 pH 전극을 최종 

감응전극으로 써서 아질산이온을 연속자동화법으 

로 정량하는 본 실험방법과 시판 질산이온 전극을 

사용한 Morie 등의 방법3의 정확성을 비교하기 위 

하여 5개의 아질산이온 기지시료를 써서 위의 두 

방법으로 각각 정량하여 보았다. 이 실험결과로부 

터 계산된 각 시료의 상대오차값을 Table 5에 나 

타내었다.

이 표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실험방법 

이 Morie 등의 방법보다는 평균상대오차값이 다 

소 작았다. 이것은 시판전극을 사용할 때에는 산 

화제인 KMnO,의 방해가 필수적으로 나타나며, 

이 방해가 시료의 농도에 무관하지 않고, 각각 동 

일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KMnO4 용 

액에 의한 묽힘효과를 보상하더라도 오차가 발생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속.자동화 

법에서는 산화조작이 필요없으며, 측정조작이 자 

동화되어 있으工로 측정조작에 따른 우발오차나 

개인오차 등이 거의 배제되므로 비교적 정확성이 

우수한 방법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의 내용은 1985년 대한화학회 추계연회 

에서 구두 발표한 바 있으며, 아울러 이 연구가 

1984년 한국과학재단의 연구비지원으로 수행되었' 

으므로 이에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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